
참 고 문 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2008. 8,『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

자본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자료.

Artzner, P., F. Delbaen, J-M. Eber, and D. Heath, 1999, "Coherent

Measures of Risk," Mathematical Finance 9, No. 3, 203-228.

Beard, R. E., T. Pentikainen, and E. Pesonen, 1983, Risk Theory, Third

Edition, Chapman and Hall.

Cardi, Giuseppe G. and Roland Rusnak, 2007, "When the SST Standard

Model Underestimates Market Risk."

Dowd, Kevin, 2006, Measuring Market Risk, Jon Wiley & Sons, Ltd.

Dowd, Kevin and David Blake, 2006, "After VaR: The Theory,

Estimation, and Insurance Applications of Quantile-Based Risk

Measure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73, No. 2.

Heckman, Philip E. and Glenn G. Meyers, 1983, "The Calculation of

Aggregate Loss Distributions Form Claim Severity And Claim

Count Distributions," PCAS LXX.

Heilmann, Wolf-Rudiger, 1988, "Fundamentals of Risk Theory," VVW

Karlsruhe.

IAA, 2004, A Global Framework for Insurer Solvency Assessment.

IAIS, 2005, “Toward a Common Structure and Common Standard for the

Assessment of Insurer Solvency.”

IAIS, 2007.2, "The IAIS Common Structure for the Assessment of

Insurance Solvency."

IAIS, 2007.10, "Guidance Paper on the Use of Internal Models for Risk

and Capital Management Purposes by Insurers."

Klugman, Stuart A., Harry H. Panjer, and Gordon E. Willmot, 2004, Loss

Models From Data to Decisions, Second Edition, A JOHN WILEY &



100 조사보고서 2009-09

SONS Ltd.

Meyers, Glenn G., 1980, "An Analysis of Retrospective Rating," To

appear in the CAS Forum.

Meyers, Glenn G., 1999, "Estimating Between Line Correlations Generated

by Parameter Uncertainty," To appear in the CAS Forum.

Meyers, Glenn G., Fredrick L. Klinker, and David A. Lalonde, 2003, "The

Aggregation and Correlation of Insurance Exposure," To appear in

the CAS Forum.

Ramsay, Colin M., "A Note on the Normal Power Approximation," Astin

Bulletin, Vol. 21, No. 1.

Robertson, John P., 1992, "The Computation of Aggregate Loss

Distributions," Proceedings of the CAS, LXXIX.

Rocha, Luisa, Dinis Pestana, and Antonio Menezes, "Risk Assessment

Using VaR and Expected Shortfall - An Empirical Study and

Investigation of Tailweight."

Rolski, Tomasz, Hanspeter Schmidli, Volker Schmidt, and Jozef Teugels,

1999, Stochastic Processes for Insurance and Finance, John Wiley &

Sons, England.

Russell, John T. and Gary S. Patrik, 1980, "Pricing Excess-of-Loss

Casualty Working Cover Reinsurance Treaties," Pricing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Products, Casualty Actuarial Society Discussion

Paper Program, pp. 399-474.

Wang, Shaun S., 1998, "Aggregation of Correlated Risk Portfolios: Models

& Algorithms," Work performed under a research contract with

the CAS Committee on Theory of Risk, PCAS, Vol. LXXXV.

swang@scor.com, 2008, "A Risk Measure That Goes beyond Coherence,"

Working Paper.



[ 부  록 ] 

1. 과 의 관계

총손실(total loss)은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확률을 측정하는 확률분포를 통

해 묘사된다. 보험에서는 그 총손실의 형태를 다변량 정규분포로 가정하는 것

보다 다변량 로그정규분포로 가정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다. 이러한 확률분포

가 주어졌을 경우 분포의 표준편차는 불확실성 정도의 척도(measure)이다

(Dowd and Black, 2006). 그리고 VaR, TVaR, 왜곡 리스크 척도(Distortion

Risk Measure) 등을 이용하여 지불능력(solvency)측정을 위한 리스크를 측정

한다.

은 백분위수 (percentile)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정기간 주어진 리

스크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기간말의 총손실을 라 하고 그 확률분포를

라 하면 는,

 = ≧ 

로 정의된다. 즉, 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신뢰수준(예; =0.99) 하에서

의 최대 손실로 정의되며, 따라서 기업이 만큼의 자본을 설정할 경우

그 기업의 파산 확률은   이하가 됨을 의미한다.

는 그 단순성 때문에 리스크 정도를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지

만  수준을 넘어서는 손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

진다. 예를 들어  수준을 넘어서는 최대 손실의 크기가 두 배가 된다 해

도 값은 변화하지 않는다. 또한 는 포트폴리오의 다양화가 리스크

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단점을 인지하고 Artzner et al.(1999) 등은 리스크척도로 보

다 큰 손실들의 평균값으로 정의되는 TVaR(또는 Conditional Tail

expectation)를 제시하였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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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aR의 구체적인 형태는

   ≧ 

로 정의 된다. 확률분포함수  의 가 연속인 경우 확률의 관점에서 적

분으로 표현하면,

 
 







45) Artzner et al. (1999)는 바람직한 리스크 척도가 충족해야 할 4가지 성질을 제시하

였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불확실한 손해액에 의해서 생성되는 보험리스크에 초점

을 두고 있다. 모든 자산은 고정이율로 수익을 얻는 자산에 투자 된다고 가정하면

요구자본량은 단지 총손해액분포에 의존해서 결정된다. 는 보험회사의 총손해액

을 나타내는 확률변수이고  는 리스크 척도 함수이다.

1. Subadditivity : For all random losses X and Y, ≤    .

2. Monotonicity : If X ≤ Y for each outcome, then  ≤  .

3. Positive Homogeneity : For positive constant b,     .

4. Translation Invariance : For constant c,        .

단조성(Monotonicity)은 어떤 리스크가 항상 다른 리스크 보다 클 경우 요구 자본

량도 그에 따라 커져야 함을 의미하며, 양동차성(Positive Homogeneity)은 리스크

의 스케일 변화(예를 들어 환율)와 같은 스케일로 요구자본량이 변화함을 의미한

다. 또한 평행이동 불변성(Translation Invariance)은 현금과 같이 위험이 없는 리

스크가 추가되는 경우 자본요구량의 증가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Subadditivity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어떤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척도는

그 sub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척도의 합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포트

폴리오의 다각화가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는 위의 성질 중 2, 3, 4번째 성질은 만족하지만 Subadditivity는 일반적으

로 만족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각 리스크가 4%의 확률로 100의 손실을 가져온다

고 했을 경우 두 리스크의 합이 100의 손실을 보일 확률은 1 - 0.96^2 - 0.04^2 =

0.0768이므로    = 100,  + = 0이 되기

때문에   ≧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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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을 확률변수 의 관점에서 보면 TVaR에 해당하는 의 범위는

부터 ∞까지 이며, 가 움직일 때 확률의 변화분은 누적분포함수의 변

화분 이므로

 
 



∞



으로 정의 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Rocha, et al, 2008).46)

  
 



∞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Tail-VaR는 손실분포 중 보다 큰 꼬리부분

을 모두 고려하고 있고 리스크척도의 바람직한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기 때

문에 보다 우월한 리스크척도로 볼 수 있으며 보험계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TVaR 또한 몇 가지 단점이 지적되는데 를 넘어서는 손실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하의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TVaR가 손실의 기대값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

문에 빈도가 상당히 낮은 거대한 손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TVaR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Wang(2008)이 제안한 특수한 형태의 왜곡리

46) 유도과정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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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측정방법(distortion measure)이 있다. VaR이나 TVaR이 분포의 꼬리부

분 만을 고려하는 반면 Wang의 방법은 분포 전체를 고려한다. 왜곡리스크

척도는 TVaR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왜곡리스크 측정방법

(distortion measure)의 경우는 발생확률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큰 손실이 나타

나는 경우에 TVaR보다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하고 있다(swang@scor.com).

2. 표준정규분포근사를 이용한  측정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여 TVaR 측정이 수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형태를

유도해 보면 다음과 같다(Dowd and Blake, 2006; Cardi and Rusnak, 2007).

를 손해액밀도함수(loss density function)의 -quantile이라고 하자. 그러

면 신뢰수준 에서의 VaR은 단순히 손해액분포의 -quantile이다. 확률변수

의 관점에서 보면 TVaR에 해당하는 의 범위는 부터 ∞까지 이며, 

가 움직일 때 확률의 변화분은 누적분포함수의 변화분 이다.

 
 



∞



이를 누적표준정규분포의 변화분 로 표현하면

  

 


∞

 

그리고    ,  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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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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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임을 고려하면, 

 

∞

   이다.

따라서 표준정규밀도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Rocha, et al, 2008).

  


  

혹은

  


 

예를 들어, 99%의 신뢰수준을 선택하면 표준정규분포에서 Pr ≻  =

0.99일 때 =2.33 즉, =2.33이고 표준정규밀도함수에서 이에 해당하는 값은

  = 0.0264이다.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연구보고서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헌수 2006.3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2007-3 퇴직연금 손 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혜은

2009.3



108

■ 조사보고서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109

■ 정책보고서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요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경영보고서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2009.3 이기형, 한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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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집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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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urance Business Report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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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Report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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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2007-5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정기간행물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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